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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발디스 오스카스도티어

주연 이원 브램너, 클로에 세비니, 베르너 헤어조크

미국, 1999년, 35미리(디지털 트랜스퍼), 

돌비 SR, 컬러, 1시간 34분



95년 코펜하겐에서 시작한 도그마는 그 친구들을

점점더많이모으고있다. 토마스빈터베르그의<셀

레브레이션>과라스폰트리에의<백치들>, 쇠렌크

라그야콥센의<미후네의마지막노래>, (중간에장

마르끄바의<연인들>과<너무많은육체>가있었지

만 도그마의 규율을 지키지 않아서 거절당했다)

크리스티앙 레블링의 <왕은 살아있다>, 그리고 폴

모리세의 <클랑의 집>에 이어 여섯번째 도그마가

베니스에도착하 다. 이번에는25세의하모니코

린의<줄리앙: 동키-보이>이다. 

하모니코린은19세에사진작가인래리클락과

함께작업하여뉴욕의10 아이들의막가파애정

활극을 그려낸 악명 높은 화 <키즈>로 95년 깐

느 화제를 놀라게 한 악동이었다. 그는 화에

모든 것을 걸기로 작정한 소년이다. 97년에는 데

뷔작 <검모>로 퍽큐 시네마의 전선에 뛰어들었으

며, 그중에서도가장역겨운 화중의한편이라

는 예를 얻었다. 그는 쉬지 않고 작업하 으며,

두번째 화 <줄리앙: 동키-보이>는 그의 악랄한

(!) 감과 자기 자신의 가족들에게 바치는 애정

이 기묘하게 서로 화해하는 화이다. 이것은 매

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왜냐하면 하모니 코린은

16세에 가출하 고, 세상에 복수하기로 맹세했기

때문이다. 그는 언제나 사람들을 만날 때 오른손

에 있는 붉은 십자가 문신을 보여주곤 하는데, 하

모니 코린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악마의 표시이

며, 나 자신의 악마적인 면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왼손을 치켜들면서

또 다른 십자가를 보여준다. “이건 천사입니다. 내

착한 면이지요.”이 작은 일화는 하모니 코린 자신

의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부수고

싶은 욕망과 착해지고 싶은 의지 사이에서 갈등하

는 혼을지닌시네아스트이기때문이다. 

<줄리앙: 동키-보이>는 하모니 코린이 그의 형과

삼촌, 그라고 아버지에게 바치는 화이다. 이 세

사람의공통점은어린시절하모니코린을매일두들겨패서가출을결심하게만든인물들

이라는점이다. 하모니코린이이 화를도그마의서약에따라만들고싶은이유는두가

지 다. 그하나는인물들에게더가까이다가가고싶었고, 두번째는디지털로촬 하면여

러 의카메라를동시에사용할수있기때문이었다. <줄리앙: 동키-보이>는30 의카메

라를동시에사용해서촬 하 다. 그리고마음 로편집할수있는가능성을얻었다. 

줄리앙은정신분열증에걸린소년. 그는아기아버지도모르는채임신한누이와매일근

육체조를 열심히 하는 형, 잔소리만 남은 할머니, 그리고 자기 방에서 포르노 프로그램을

보면서블래지어를하고화장을하는아버지(놀랍게도그역에베르너헤어조크가괴연(怪

)을보인다)와함께살고있다. 그는망상처럼스케이트를타고있는장님소녀를가끔씩

본다. 점점더자기만의세계로빠져드는줄리앙은이제걷잡을수없는지경에이른다. 

처음편집한<줄리앙;동키-보이>는6시간30분이었다. 그걸편집하면서그자신의작업

을‘ 화의해체(deconstruction of cinema)’라고이름지은하모니코린은두가지이유로

화를만든다고순진무구하게 답했다. 그하나는“현실속에는행복이없지만, 화속에

는행복이있기때문이다. 화를만들면나는그동안다른삶을사는것이다.”그리고두번

째이유는“아무도내가보고싶은 화를안만들기때문에내가만든다. 나는고다르와파

스빈더, 카사베츠가 내가 보고 싶은 화를 만들 줄알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하모니코린은정말이제까지아무도만들지않은이미지를창조해서우리눈앞에기적처럼

펼쳐놓았다. 하모니코린의다음 화는버스터키튼의무성희극활극방식으로만들어지는

스너프 무비(이런!)가 될 예정이다. 하모니 코린은 정말 끔찍한 다음 세 의 첫번째 이름이

다. ▶정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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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번째 도그마는 미국의 가장 어리고 과격하고 무례한 25

세의 시네아스트 하모니 코린의 두번째 화 <줄리앙: 동

키-보이>이다. 정신분열증으로 25년째 정신병원에 있는 그의 삼촌에게 바치는 증오와

애정의 이상한 교차는 화를 시적인 감흥과 폭력적인 이미지의 세계로 이끈다. 더할

나위 없이 창조적이며, 동시에 참기 힘들 만큼 역겨운 퍽큐 시네마의 악취미로 가득 찬

이 악랄한 상상력의 쾌락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아마도 타란티노 이후 가장 새로운 이름.

또는이미다음세기에발들여놓은시네아스트가보내온괴물과도같은 화앞에서벌이는

찬반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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